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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로션 도포기를 구비한 제모 장치

요약

개량된 제모 장치는 안락한 모발 처리를 위해 사용자가 의도하는 대로 적절하게 로션을 제공하도록 로션의 분배양을 제어

할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제모를 위해 사용자의 피부에 대해 유지되기에 적합한 제모 헤드를 구비한 하우징을 포함한다. 상

기 장치는 사용자의 피부에 로션을 분배하는 도포기, 로션을 수용하는 탱크, 탱크로부터 도포기로 로션을 공급하는 로션

공급 기구를 더 포함한다. 로션 공급 기구에는 도포기로부터 분배되는 로션의 양을 조절하는 조절수단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하우징, 제모 헤드, 도포기, 탱크, 로션 공급 기구, 조절수단, 제모 장치, 공급 경로, 조작기, 압력수단, 손잡이, 동력 펌프,

다이어프램, 펌프 챔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로션 도포기(lotion applicator)를 구비하는 제모 장치(hair removing device)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피부 관리

(skin care)를 하고 모발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로션을 분배할 수 있는 개인용 제모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WO98/08661 및 일본 실용신안 공개공보 제59-108574호는 제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로션을 분배할 수 있는 휴대형 제

모 장치를 개시한다. 그 장치는 모발이 제거될 사용자의 피부 위에 로션을 공급하기 위해 버튼 또는 스위치에 의해 작동되

는 펌프를 병합한다. 그 장치는 로션을 일정한 레이트(rate)로 분배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피부 특성 또는 선호

도를 가진 사용자에 대해 로션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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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은 안락한 모발 처리를 위해 사용자가 의도한대로 적절한 로션을 제공하도록 로션의 분배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개량된 제모 장치를 제공하도록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제모를 위해 사용자의 피부에 대해

유지되기에 적합한 제모 헤드를 지지하는 하우징을 포함한다. 장치는 또한 사용자의 피부 상에 로션을 분배하는 도포기

(applicator), 상기 로션을 수용하는 탱크, 및 상기 로션을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공급하는 로션 공급 기구를 포함

한다. 상기 로션 공급 기구는 상기 도포기로부터 분배되는 상기 로션의 양을 조절(regulate)하는 조절수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포기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적절한 양으로 로션을 분배할 수 있어, 안락한 제모 처리를 보장한다.

상기 로션 공급 기구는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연장되는 공급 경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조절수단은 로션의 유량, 즉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공급 경로의 단면적을 변화시키도록 공급 경로에

작용하는 조작기를 포함한다.

상기 탱크는 붕괴 가능한 백(bag)으로서 가요성 재료로 제조되어 있고, 상기 로션 공급 기구는 상기 로션을 상기 탱크로부

터 상기 도포기로 향해 방출하기 위해 상기 탱크에 압력을 인가하는 압력수단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상기 조절수단은 압

력 수단에 의해 상기 탱크에 인가되는 압력을 변화시키는 손잡이를 포함한다. 상기 압력 수단이 하나 이상의 가압기를 포

함할 때, 손잡이는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하기 위해 탱크에 인가되는 전체 압력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압기 중 하나와 연동

된다.

상기 압력 수단 대신에, 장치는 상기 로션을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방출하는 동력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상기 조절수단은 또한 상기 동력 펌프의 펌프 용량을 변화시키는 손잡이를 포함한다.

다이어프램 펌프가 압전 소자를 구비하고 있는 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있는 펌프 챔버를 포함하는 동력 펌프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다이어프램은 압전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로션을 방출하는 힘을 발생시키

기 위해 변형되게 된다. 이 경우에, 상기 조절수단은 상기 도포기로 방출되는 상기 로션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다이

어프램이 변형을 반복하는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손잡이를 포함한다.

상기 동력 펌프 대신에, 상기 로션 공급 기구는 상기 로션을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방출하는 수동 펌프를 포함하

고, 상기 수동 펌프는 펌프 챔버와, 변위될 때 상기 로션을 방출하는 힘을 발생시키는 가동 부재를 구비한다. 상기 조절수

단의 손잡이는 상기 가동 부재가 이동되는 변위량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동 부재에 연결되어, 로션의 분배양을 동일하게 조

절할 수 있다.

상기 조절수단에는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의 상기 로션의 공급을 정지시키는 멈춤수단이 추가로 제공되어, 로션

의 도움 없이도 제모를 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보장한다.

본 발명은 제모 유닛을 세척하는 목적을 위해 제모 헤드의 헤드 프레임과 함께 상기 도포기가 제거될 때 상기 탱크로부터

의 바람직하지 않은 누수를 피하는 다른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상기 로션 공급 기구는 상기 도포기로부

터 일체로 연장되어 있는 헤드 도관과, 상기 탱크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탱크 도관을 포함한다. 상기 탱크 도관은 상기 탱크

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상기 로션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헤드 도관에 착탈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헤드 도관은 상

기 헤드 프레임과 함께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분리 가능하다. 상기 로션 공급수단은,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상기 헤드의 분

리에 응답하여, 상기 탱크 도관으로부터의 상기 로션의 공급을 정지시키는 멈춤수단을 더 포함한다.

상기 멈춤수단은 상기 탱크 도관을 폐쇄시키기 위해 상기 탱크 도관의 일 단부에 설치된 체크 밸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상기 체크 밸브는 상기 헤드 도관이 상기 탱크 도관에 연결될 때 상기 헤드 도관에 의해 작동되어 개방된다.

또는, 상기 멈춤수단은 상기 탱크 도관의 일 단부에 위치되고 상기 탱크 도관을 폐쇄시키는 잠금 위치로 편향되는 잠금 부

재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상기 잠금 부재는 상기 헤드 프레임과 연동되어, 상기 헤드 프레임이 상기 하우징에 부착된 상

태로 유지되는 한 상기 헤드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탱크 도관을 개방시키는 잠금해제 위치로 이동된다.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상기 로션을 방출하는 동력 펌프가 사용될 때, 상기 멈춤수단은,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상

기 헤드의 분리 시에, 상기 펌프의 동작을 정지시키기 위해 작동되는 스톱 스위치의 형태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헤드 도관은 상기 제모 헤드의 외부에서 상기 탱크 도관에 연결되어 있어, 로션 공그 경로를 막을 수

있는 잘려진 모발을 연결부가 흡입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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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잘려진 모발의 바람직하지 않은 유입을 피하기 위해, 상기 헤드 도관은 상기 제모 헤드로부터 아래로 연장되어 있고,

상기 헤드 도관에는 그 하단부에, 소켓과 상기 탱크 도관의 상단부 사이를 상호연결시키기 위해 상기 탱크 도관의 상기 상

단부를 내부에 수용하는 상기 소켓이 형성되어 있다, 즉, 탱크 도관의 상단부의 직경보다 큰 직경의 소켓이 그 개구를 아래

로 향하게 하였을 때, 소켓은 그 큰 개구 내에 잘려진 모발을 수집하는 작용을 하지 않아 잘려진 모발을 포착하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상기 탱크 도관에는 상기 탱크와의 착탈 가능한 연결을 위한 탱크 연결부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탱크 연결부는 상기 하우

징으로부터 외부로 선택적으로 돌출되도록 상기 하우징의 상기 탱크 연결부에 인접한 평면에 대해 소정 각도 범위 내에서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하우징에 피봇 가능하게 지지된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탱크는 탱크의 대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하우징의 평면에 대해 적절한 각도를 갖는 방향으로 탱크 도관에 커플링될 수 있다.

여기에서, 탱크 도관으로부터의 바람직하지 않은 로션의 누수를 피하는 상기 기술적 특징만으로도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

하는 특징에 의존하지 않고 본 발명의 독립적 주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탱크가 탱크 도관 또는 로션 공급 경로에 커플링되기 전에 탱크 자체로부터 로션의 누수를 피하는 유일한

특징을 기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상기 탱크는 상기 도포기에 연결되는 로션 공급 경로에 착탈 가능하게 커플링된

스파웃(spout)을 구비하고, 상기 스파웃에는 통상적으로 폐쇄된 탄성 밸브가 제공되며, 상기 탄성 밸브는 상기 스파웃이

상기 로션 공급 경로에 커플링될 때 상기 로션을 상기 로션 공급 경로로 배출하기 위해 개방되도록 탄성적으로 변형되게

된다.

상기 탄성 밸브는 두꺼운 부재와, 상기 두꺼운 부재를 둘러싸며 상기 밸브에 탄성을 주는 얇은 부재를 구비한다. 상기 얇은

부재는 상기 스파웃에 지지되며, 상기 얇은 부재에는 상기 로션을 통과시키는 구멍가 형성된다. 상기 스파웃은 상기 로션

공급 경로를 형성하는 튜브를 내부로 착탈 가능하게 수용하기 위해 원형 단면의 소켓 구멍을 포함한다. 상기 두꺼운 부재

는 반구형상으로(semi-spherical shape) 형성되고, 상기 두꺼운 부재의 둥근 부분은 상기 소켓 구멍 내에 상기 튜브가 없

을 때 상기 소켓 구멍을 폐쇄시키도록 상기 소켓 구멍의 단부에 대해 눌려진다. 따라서, 반구형상의 두꺼운 부재의 둥근 부

분은 로션 누수를 성공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스파웃을 폐쇄시키도록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탱크는 폭에 비해 감소된 두께를 가진 평평한 가요성 백(bag)으로 형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스파

웃에는 상기 탄성 밸브에의 연결부에 인접한 제한수단이 제공되어, 상기 백의 두꺼운 방향으로 인가된 외력이 상기 두꺼운

부재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상기 두꺼운 부재의 변형을 제한한다. 따라서, 탄성 밸브는 사용자가 탄성 밸브 주위의 백을

압착하더라도 개방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제한수단은 상기 백의 두께 방향과 정렬된 상태로 상기 소켓 구멍의 단부 주위에 직경방향으로 대향된 한 쌍의 돌출

부를 포함할 수 있다. 돌출부는 얇은 부재와 밀접한 지지 접촉 상태로 유지되어, 백에 적용된 외력에 의해 얇은 부재가 두

께 방향으로 변형되지 않게 유지한다.

또한, 상기 두꺼운 부재에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소켓 구멍 내로 삽입된 상기 튜브의 단부를 수용하기 위해 상기 반구형상

의 상기 둥근 부분의 상부에 시트 돌출부가 형성된다. 상기 시트 돌출부는 상기 튜브가 상기 두꺼운 부재를 밀도록 상기 소

켓 구멍 내로 삽입될 때 상기 로션이 상기 튜브의 단부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 상기 둥근 부분과 상기 튜브의 단부 사이에

0.2mm 내지 3mm의 갭을 갖는 크기로 된다. 튜브에 대한 맞닿음을 위해 시트 돌출부를 사용함으로써, 소켓을 폐쇄시키는

작용을 하는 둥근 부분은 완전한 상태로 유지되어 스파웃의 신뢰성 있는 폐쇄를 보장한다.

이 시점에서, 탱크 자체로부터 로션의 누수를 방지하는 상기 특징만으로도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하는 상기 특징 또는 하우

징으로부터 헤드 프레임의 분리 시에 로션의 누수를 방지하는 특징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주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탄성 밸브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니트릴-부타디엔 고무, 및 불소화 고무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고무 재료로 제조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탱크 내에 남아 있는 액체의 양을 표시하기 위해 지시기가 제공되는 다른 유용한 특징을 준다. 상기

로션 공급 기구가 상기 로션을 상기 도포기로 방출하기 위해 가요성 상기 탱크에 압력을 인가하도록 상기 하우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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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가압기 판을 사용할 때, 상기 탱크 내에 남아 있는 상기 로션의 양을 나타내는 대응 신호를 주기 위해 상기 가압

기 판의 위치를 검출하는 센서가 제공된다. 상기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시기는 상기 탱크 내에 남아 있는 상기 로션의

양을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센서를 사용하는 대신에, 상기 탱크 자체는 상기 지시기와 일체로 형성될 수 있으며, 상기 지시기는 상기 탱크가 거의 빈

상태가 될 정도로 상기 가압기 판이 상기 탱크를 누를 때 상기 가압기 판에 의해 상기 제모 장치의 외부로 돌출하게 되어,

상기 탱크가 거의 빈 상태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 및 다른 목적과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상세한 실시예의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

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모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2는 상기 장치의 정면도이다.

도 3은 상기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4는 상기 장치의 수평 단면도이다.

도 5는 상기 장치에 포함된 로션 도포기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6은 상기 도포기 및 그에 관련된 부품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7은 상기 도포기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8은 및 도 9는 각각 상기 도포기의 로션 분배 작용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10은 몇가지 부품을 제거한 상태의 상기 장치의 정면도이다.

도 11 및 도 12는 각각 상기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13은 상기 실시예의 수정예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14는 상기 실시예의 다른 수정예에 따른 도포기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부분 수직 단면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20A, 도 20B, 및 도 20C는 각각 상기 장치의 도포기의 동작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21은 상기 장치에 사용되는 탱크의 사시도이다.

도 22는 탱크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23은 탱크 및 도포기의 연결부를 도시하는 수직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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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는 탱크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25는 탱크의 스파웃의 측면도이다.

도 26은 상기 스파웃의 저면도이다.

도 27은 탱크의 수직 측면도이다.

도 28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29는 상기 장치의 분해 수직 단면도이다.

도 30은 상기 장치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1은 및 도 32는 각각 상기 장치의 로션 공급 경로를 도시하는 수직 단면도이다.

도 33은 상기 장치의 제모 헤드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34는 상기 장치의 도포기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5A 및 도 35B는 상기 장치에 사용되는 다이어프램 펌프의 동작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36 및 도 37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도 38은 상기 장치의 수정예에 사용되는 다이어프램 펌프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9는 상기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0은 및 도 41은 각각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로션 공급 경로 연결부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42 및 도 43은 각각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로션 공급 경로 연결부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44는 본 발명의 제11 실시예에 따른 장치의 수직 단면도이다.

실시예

(제1 실시예)(도 1 내지 도 12)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개인용 제모 장치의 한가지 대표적 버전으로서의 건식 면도기가 도시

되었다. 면도기는 사용자의 손에 의해 잡을 수 있는 하우징(100), 상기 하우징의 상부에 돌출한 면도 헤드, 즉 제모 헤드

(30), 및 모발이 제거될 사용자의 피부 상에 로션을 분배하기 위한 제모 헤드(30)에 인접하여 돌출하는 도포기(110)를 포

함한다.

제모 헤드(30)는 3개의 모발 절단 섹션, 즉, 한 쌍의 짧은-모발 절단기(40)와, 상기 짧은-모발 절단기(40) 사이에 삽입된

긴-모발 절단기(50)로 구성된다. 짧은-모발 절단기(40)는 U자형 외부 전단(shearing) 포일(41)과, 상기 포일과 전단 결합

되는 진동하도록 구동되는 내부 절단기(42)를 구비하고, 긴-모발 절단기(50)는 얇은 외부 절단기(51)와, 상기 외부 절단기

와 전단 결합되어 진동하도록 구동되는 내부 절단기(52)로 구성된다. 외부 전단 포일(41)과 짧은-모발 절단기(50)는 하우

징(10)의 상부에 유지되는 베이스 프레임(62)에 착탈식으로 지지된 헤드 프레임(60)에 부유(浮遊) 가능하게(floatingly)

지지된다. 하우징(10)은 내부 절단기(42, 52)가 커플링되는 구동 소자(11)를 진동시키도록 연결된 전기 모터(15)를 병합

한다. 내부 절단기(42)는 편향(bias) 스프링(12)에 의해 상향 가압(urge)되어, 사용자의 피부에 대해 눌려졌을 때 짧은-모

발 절단기(40)는 눌려질 수 있다. 긴-모발 절단기(50)는 상부 프레임 또는 하우징에 대해 눌려질 수 있도록 헤드 프레임

(60) 내에 제공된 유사한 스프링에 의해 편향된다. 스위치 손잡이(14)는 하우징(10)의 한 면에 제공되어 모터를 작동시키

고 따라서 면도를 위해 내부 절단기를 진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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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되고 있거나 면도되어야 할 사용자의 피부 상에 로션을 분배하기 위해 짧은-모발 절단기(40)에 인접한 위치에서 도포

기(110)를 장착하고 있는 전방 덮개(101)를 포함하는 로션 공급 모듈(100)이 하우징(10)의 앞면에 제공된다. 도포기(110)

에는 로션을 탱크(140)로부터 방출하기 위한 가압기(70)와 탱크(140)로부터 도포기(110)로 연장되는 공급 경로를 포함하

는 로션 공급 기구에 의해 탱크(140)로부터 로션이 공급된다. 도 3, 도 6 및 도 7에 도시되듯이, 도포기(110)는 홀더(130)

에 지지되는데, 홀더(130)는 전방 덮개(101)에 착탈 가능하게 지지되고 홀더(130)에 착탈 가능하게 지지된 탱크(140)와

도포기(110)와 함께 전방 덮개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전방 덮개(101)는 하우징에 착탈 가능하게 지지되고, 그 상부 횡방

향측에 하우징(10)으로부터 전방 덮개의 분리를 위한 릴리스 버튼(102)이 제공된다.

전방 덮개(101)가 하우징(10)에 부착될 때, 탱크(140)는 하단부가 하우징(10)의 전방 하단부에 피봇 가능하게 지지된 판

모양의 가압기(70)에 의해 눌려진다. 가압기(70)는 한 세트의 스프링에 의해 탱크(140)로 향해 가압되어 탱크(140)를 압

착시켜 로션을 도포기(110)로 향해 방출한다. 도 3, 도 6, 도 11 및 도 12에 도시하듯이, 스프링 장치는 가압기(70)와 하우

징(10) 사이에 유지된 한 쌍의 수직으로 이격된 코일 스프링(81, 82)과, 가압기와 누름 접촉하고 있는 레버(84)를 가진 스

프링 로딩된 푸셔(pusher)(83)를 포함한다.

도 7을 참조하면, 홀더(130)는 도포기(110)가 도 1에 도시되듯이 최상부 위치에 유지될 때 도포기(110)가 그 상부 로션 분

배 단부가 짧은-모발 절단기(40)에 가까이 인접하게 향하여지도록 홀더에 대해 도포기(110)를 이동 가능하게 지지하도록

구성된다. 도포기(110)가 눌려질 때, 도포기(110)는 직선에 가깝게 되어 짧은-모발 절단기(40)와의 간섭을 피한다. 이러

한 목적을 위해서, 홀더(130)는 핀(112)을 도포기(110)의 양쪽에 미끄럼 가능하게 수용하는 한 쌍의 원호형 그루브(131)

를 포함한다. 코일 스프링(133)은 홀더(130)와 도포기(110) 사이에 삽입되어 도포기를 상향으로 편향시키는데, 즉, 도포

기(110)를 부유 가능하게 지지하여, 면도기가 피부를 가로질러 이동하도록 조작(manipulate)되는 동안에 도포기(110)는

쉽게 피부의 형상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도포기(110)가 스프링(133)의 편향에 대항하여 눌려질 때, 핀(112)은 그루브(131)

의 길이를 따라 안내되어 제모 헤드(30)에 대해 도포기의 자세를 변화시킨다.

도 7, 도 8 및 도 9에 도시되듯이, 도포기(110)는 탱크(140)로부터 공급된 로션을 임시로 저장하는 챔버(113)를 가진 헤더

(111)를 포함한다. 상세하게는, 헤더(111)는 하부 벽(114)과 상부 벽(118)을 가진 중공 케이싱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챔

버 내에서 수직으로 이동가능하고 코일 스프링(121)에 의해 하부 벽(114)에 부유 가능하게 지지되는 부유 베드(floating

bed)(120)를 포함한다. 다수의 회전 소자 또는 볼(ball)은 상부 벽(118) 내에 형성된 구멍(119) 내에 느슨하게 각각 장착

되어, 도포기(110)가 피부에 대해 유지될 때 피부와 구름 접촉되게 된다. 구멍(119)는 챔버(113)와 연통되어, 로션은 볼이

피부와 접촉하여 회전하는 동안에 피부 상에 로션을 분배하기 위해 구멍(119)와 볼(124) 사이의 틈새를 통과한다. 볼

(124)은 부유 베드(120) 상에 지지되어, 도포기(110)가 피부에 대해 눌려지는 결과로서 도 9에 도시되듯이 스프링(121)의

편향에 대해 부유 베드와 함께 눌려질 수 있다.

챔버(113)와 연통하고 도 5에 도시되듯이 홀더(130)를 통해 연장되는 도관(135)에 연결되는 가요성 호스(134)의 일 단부

에 고정된 슬리브(115)가 하부 벽(114)으로부터 아래로 돌출한다. 도관(135)은 홀더(130)로부터 돌출하여, 탱크(140)로

의 착탈 가능한 연결을 위해서 플러그 튜브(137)를 형성한다. 따라서, 호스(134), 도관(135) 및 플러그 튜브(137)는 협조

하여 탱크(140)로부터 도포기(110)로 향한 로션 공급 경로를 구성한다.

스템(126)이 부유 베드(120)로부터 아래로 돌출되는데, 스템은 슬리브(115)를 통해 느슨하게 연장되고 그 바닥에서 슬리

브(115)의 하단 개방 단부와 밀봉 접촉되는 스톱 밸브(128)가 제공되어, 탱크(140)로부터 도포기로의 로션 공급 경로는

통상적으로 도 8에 도시되듯이 스톱 밸브(128)에 의해 폐쇄된다. 스톱 밸브(128)는 부유 베드(120)가 도 9에 도시되듯이

볼(124)과 함께 눌려질 때에만 개방된다. 따라서, 탱크(140) 내에서 가압된 로션은 사용자의 피부에 대해 눌려진 볼(124)

에 응답하여 도포기(110)에 공급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스톱 밸브(128)는 가압기(70)과 협조하여 로션을 탱크(140)

로부터 도포기(110)로 공급하고, 볼(124)은 로션을 피부에 도포하기 위해 탱크(140)로부터 도포기(110)로 로션을 공급하

기 위해 작동한다. 신축적 성질로 인해서, 호스(134)는 탱크(140)에 대한 도포기(110)의 변위를 흡수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 9에 도시되듯이 볼(124)이 부유 베드(120)와 함께 눌려지거나 하강될 때, 볼(124)은 피부와의 유연한 구름 접촉, 따라

서 피부 상에 로션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갭 또는 라이저 채널이 스

템(126)과 슬리브(115) 사이에 형성되어 하강된 부유 베드(120)와 상부 벽(118) 사이의 확대된 틈새(C) 내로 연장되어,

볼(124)의 작용에 의해 사용자의 피부 상에 로션을 분배한다. 도포기(110)가 제모 헤드(30)에 대해 가까이 인접하여 유지

되기 때문에, 제모 헤드(30)가 면도를 위해 동작 상태로 될 때 볼(124)의 형태인 작동기가 이동 또는 눌려질 수 있어, 로션

을 면도와 관련하여 피부 상에 도포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피부에 대해 도포기를 누르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스위칭 동

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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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로 돌아가면, 홀더(130)에는 도포기(110)로부터 분배되는 로션의 양을 조절하는 스크루의 형태인 조작기(201)가 제

공된다. 조작기(201)의 일 단부는 홀더(130)의 도관(135)을 통해 연장되어 홀더(130) 내의 나사가 형성된 구멍(136)내로

나사 결합되어, 도관(135)의 단면, 따라서 로션 공급 경로를 통과하는 로션의 유량을 변경시킨다. 조작기(201)의 다른 단

부는 전방 덮개(101) 상으로 돌출되어 사용자의 손가락에 의해 접근할 수 있어, 사용자는 조작기(201)를 전진 또는 후퇴시

킴으로써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할 수 있다. 조작기(201)를 최대 연장 위치로 전진시킬 때, 도관(135)을 폐쇄시켜 로션을

도포기(110)로 향해 공급하는 것을 멈춘다. 따라서, 조작기(201)는 도포기로부터의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하는 조절 수단

을 구성한다. 도 5에 도시되듯이, 도관(135)과 호스(134)에는 각각 관(138)과 고무 코어(139)가 제공되어 로션 공급 경로

의 내부 부피를 감소시키거나 탱크가 홀더(130)로부터 분리될 때 로션 공급 경로 내에 남아 있는 로션의 양을 최소화시켜,

탱크(140)의 분리 시에 로션 공급 경로로부터 로션의 누수량을 최소화시킨다.

도 4에 도시되듯이, 가압기(70)는 가요성 탱크(140)를 최대한 압착시키기 위해 전방 덮개(101)의 내부 둥근 표면에 일치

하는 표면을 갖도록 형성된다. 또한, 도 10에 도시되듯이, 가압기(70)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탱크의 폭보다 큰 폭을 갖도

록 형성될 수 있다. 탱크(140)가 도 11의 완전히 채워진 상태로부터 도 12의 거의 빈 상태로 압착될 때, 가압기(70)의 상단

부에 있는 돌출부(73)는 하우징(10)으로부터 일체로 연장되는 스톱퍼(13)에 맞닿는다. 스톱퍼(13) 중 하나에는 센서 스위

치(18)가 제공되는데, 센서 스위치(18)는 돌출부(73)에 의해 작동되어 하우징 내에 병합된 전기 회로를 폐쇄시켜 하우징

(10)의 하단부에 위치된 발광 다이오드(LED)(90)를 여기시킨다. LED(90)는 덮개의 하단부에서 대응 창(103)을 통해 볼

수 있어, LED는 탱크의 빈 상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지시기로서 작용하여, 사용자가 탱크를 대치하도록 촉진시킨다.

상기 실시예가 제모 장치의 한 대표적인 예를 나타내지만, 본 발명은 도 13에 도시하듯이 모발 핀칭 블레이드(33)를 갖고

있는 실린더(32)가 제공된 제모 헤드(30)를 포함하는 제모 장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실린더(32)는 병합된 모터

에 구동되어 수평축에 대해 회전하는데, 그 동안에 핀칭 블레이드(33)는 반복적으로 개방 및 폐쇄하도록 되어 사용자의 피

부로부터 모발을 핀치하고 플럭킹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 조작기(201)는 홀더(130)에 커플링된 것으로 도시되고, 조작기(201)는 도포기(110) 자체에 커플

링될 수 있어 도 14에 도시되듯이 도포기의 바로 상향에 있는 로션 공급 경로의 단면을 변화시킨다.

(제2 실시예)(도 15)

도 1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가압기(70)는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하기 위해 탱크(140)에 대한 압력을 변

화시키도록 제조되었다. 다른 구성 및 기능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여, 중복 설명은 하지 않으며 유사한 부품은 유사한 도

면부호가 부여된다. 이 실시예에서, 가압기(70)를 가압하는 스프링-로딩된 푸셔(83)는 손잡이(203)와 협동하여 로션의 분

배양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 수단 또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도 6 및 도 15에 도시되듯이, 푸셔(83)는 하우징(10)에 고정된

수직 로드(rod)(86) 주위에 각각 장착된 한 쌍의 코일 스프링(85)과, 코일 스프링(85)의 상단부에 연결된 한 쌍의 슬라이더

(87)를 포함한다. 슬라이더(87)는 각각의 로드(86)의 길이를 따라 미끄러질 수 있고, 슬라이더(87) 각각에 피봇 암(88)이

제공되는데, 피봇 암(88)은 일 단부는 슬라이더에 피봇 가능하게 연결되고 다른 단부는 레버(84)에 피봇 가능하게 연결된

다. 레버(84)는 그 상단부가 하우징(10)에 피봇 가능하게 지지되어, 레버(84)는 코일 스프링(85)의 작용에 의해 하우징으

로부터 멀리 가압되어 탱크(140)를 가압하는 힘을 가압기(70)에 준다.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regulate)하는 가압기(70)의

압력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정(adjust)되는 것은 이러한 코일 스프링(85)이다. 손잡이(203)의 내부 단부(204)는 코일 스프

링(85)의 하단부와 각각 지지되도록 로드(86) 주위에 미끄럼 가능하게 장착되어 손잡이를 수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스프

링의 압축력을 조정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손잡이(203)에는 사용자의 손에 의해 접근 가능하도록 전방 덮개(101)의

외부 상에 노출된 조정 놉(knob)이 제공된다. 손잡이(203)는 코일 스프링(85)에 의해 최하위 위치로 통상적으로 편향되

고, 사용자가 로션의 분배양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코일 스프링(85)의 편향에 대해 위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도록 조작된다.

또는, 손잡이(203)는 손잡이를 유지하거나 로션의 의도된 분배양을 유지하기 위해 멈춤 기구에 의해 임의의 원하는 위치

로 클릭될 수 있다.

(제3 실시예)(도 16)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탱크(140)는 도포기(110)로부터의 액체의 분배양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 시

스템을 구성하는 수동 압축기(210)에 의해 추가적 압력을 받는다. 다른 구성 및 기능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여 중복 설명

을 생략하고 유사한 부품은 유사한 도면부호가 부여된다. 압축기(210)는 전방 덮개(101)에 고정되고 놉(213)을 가진 손잡

이(212)를 가진 프레임(211)과, 패드(214)와, 손잡이(212)를 탱크(140)로부터 멀리 가압하는 스프링(215)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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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214)는 전방 덮개(101)를 통해 연장되어 탱크(140)와 누른 접촉되게 되어 가압기(70)와는 독립적으로 탱크(140)를

압착시키기 위해 추가적 압력을 준다. 따라서, 구동 압축기(210)는 사용자에 의해 적용된 누름 힘에 따라 변하는 압착력을

발생시켜, 도포기(110)로부터의 액체의 분배양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제4 실시예)(도 17)

도 1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펌프(220)는 로션을 탱크로부터 도포기(110)로 방출하기 위해 사용되며, 스

위치 손잡이(221)는 도포기로부터의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하기 위해 펌프의 용량을 변화시킨다. 다른 구성 및 기능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여, 중복 설명을 생략하고 유사한 부품은 유사한 도면부호가 부여된다. 펌프(220)는 전기 모터(222)에 의

해 구동되는데, 모터(222)의 전력은 전방 덮개(101)의 외부에 장착되고 사용자에 의해 접근 가능한 스위치 손잡이(221)에

의해 조정된다. 펌프(222)는 입구는 탱크(140)에 착탈 가능한 가요성 도관(135)에 연결되고, 출구는 가요성 호스(134)에

의해 도포기에 연결된다. 스위치 손잡이(221)는 펌프(220)를 정지시키고 따라서 도포기가 로션을 분배시키지 못 하게 하

는 추가적인 정지 위치를 갖는다.

(제5 실시예)(도 18)

도 18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수동 다이어프램 펌프(230)는 도포기로부터의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하기 위

해 홀더(130)로부터 도포기(110)로 연장되는 로션 공급 경로에 포함된다. 다른 구성 및 기능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중복 설명은 생략하고 유사한 부품은 유사한 도면부호가 부여된다. 다이어프램 펌프(230)는 펌프 챔버(231)와, 챔버의 부

피를 변화시키는 다이어프램(232)을 구비한다. 펌프 챔버(231)는 홀더(130)와 도포기(110) 사이의 호스(134) 내의 중간

지점에 제공되고, 로션이 도관(135)을 통해 탱크로부터 챔버 내로 흡입되게 하는 입구 밸브(233)와, 로션이 챔버로부터 도

포기로 방출되게 하는 출구 밸브(234)를 포함한다.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전방 덮개(101)에 지지된 스크루의 형태인

조작기(235)가 펌프(230)와 관련되며, 다이어프램(232)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도록 스프링(236)에 의해 편향된다. 놉(238)

은 조작기(235)의 일 단부에 형성되고, 조작기(235)를 전방 덮개(101)에 부착시키는 프레임(237)으로부터 돌출하여 사용

자의 손가락에 의해 접근 가능하다. 다이어프램(232)은 수동으로 조작되어 놉(238)을 누름으로써 챔버 내로 로션이 도입

되게 하고, 놉을 릴리스함으로써 챔버로부터 도포기(110)로 로션을 펌핑한다. 다시 말해서, 펌프는 로션을 도포기에 공급

하고 따라서 로션을 도포기로부터 분배하기 위해 추가적 압력을 준다. 따라서, 다이어프램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킴으로

써 로션의 분배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동 펌프는 로션을 탱크로부터 도포기로 공급,

즉 가압된 로션을 도포기(110)로 공급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독립적으로 또는 가압기(70)와 조합하여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조작기(235)에는 도포기(110)로 공급되는 로션의 유량 또는 조작기의 1회의 푸싱(pushing)당 펌프 용량을 조

정하기 위해 다이어프램(232)으로 향한 조작기의 돌출양 따라서 다이어프램의 변형양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 다이얼

(238) 또는 너트가 제공된다. 조정기 다이얼(238)은 조작기가 다이어프램 펌프를 작동 불능으로 하도록 다이어프램에 도

달할 수 없는 정지 위치로 이동될 수 있다.

(제6 실시예)(도 19 내지 도 20)

도 19 내지 도 20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기계식 지시기(144)가 탱크(140) 내에 남아 있는 로션의 양을 표

시하기 위해 탱크 상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1 실시예와 동일하다. 다른 구성 및 기능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

다. 따라서, 중복 설명은 생략하고 유사한 부품은 유사한 도면부호가 부여된다. 탱크(140)에는 탄성 재료로 제조되고 중심

스터드(146)를 가진 사발(bowl) 모양으로 된 지시기(144)가 제공된다. 도 20에 도시되듯이, 사발은 그 브림(brim)(145)이

탱크(140) 내의 구멍(142) 주위로 밀봉되고, 중심 스터드(146)는 전방 덮개(101) 내의 창과 직접 연통되는 구멍(142)의

중심에 위치된다. 탱크(140)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에서(도 20A 참조), 지시기(144)의 바닥은 탱크의 반대방향 벽으로부터

이격되어 스터드(146)가 창(107) 내로 돌출하지 않도록 위치시킨다. 탱크(140)가 가압기(70)의 작용에 의해 반이 빈 상태

로부터 거의 빈 상태로 압착될 때, 지시기(144)는 가압기에 의해 눌려져 스터드(146)의 말단부를 창(107) 내의 중앙 위치

(도 20B)로부터 전방 덮개(101)의 외부 상의 돌출된 위치(도 20C)로 전진시킨다. 따라서, 지시기(144)는 탱크 내에 남아

있는 로션의 양의 명확한 표시를 제공한다.

이제 도 21 내지 도 24를 참조하면, 폭에 비해 두께가 감소된 붕괴 가능한 백(bag)의 형태로 가요성 있는 재료로 제조된 탱

크(140)에는 로션 공급 경로, 즉 홀더(130)로부터 연장되는 플러그 튜브(137)에 착탈 가능한 스파웃(spout)(150)이 제공

된다. 스파웃(150)은 탱크(140)의 상단부에 열-밀봉(heat sealed)되고, 플러그 튜브(137)와 캡(152)을 선택적으로 수용

하기 위한 소켓 구멍(151)을 구비한다. 플러그 튜브(137)가 스파웃(150) 내로 삽입될 때에만 로션이 도포기에 공급되게

하는 체크 밸브(160)를 지지하는 배럴(barrel)(154)이 스파웃(150)의 하단부 상에 돌출된다. 도 23에 도시되듯이,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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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는 그 상단부에 스파웃(150)의 상단부 내의 대응 슬롯(153)과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 한 쌍의 후크(132)가 제공된다.

홀더(130)가 스파웃(150)에 커플링될 때, 플러그 튜브(137)는 소켓 구멍(151)을 통해 연장되고 체크 밸브(160)를 밀어 개

방시켜, 로션이 밸브(160)와 플러그 튜브(137)의 하단부 사이의 갭을 통해 배출되게 한다.

체크 밸브(160)는 저면이 폐쇄된 실린더의 형태의 고무로 제조되고, 반구형 벌지(bulge)(161)는 저면의 중심에 있고, 얇은

원형 측벽(168)은 스파웃(150)의 배럴(154) 내의 리세스(155)와의 결합을 위해 저면의 얇은 둘레로부터 수직으로 서 있

다. 체크 밸브(160)는 탄성 변형성이 주어지도록 반구형 벌지(161)에서만 제외하고는 얇은 구조로 형성되어, 반구형 벌지

(161)는 도 24에 도시되듯이 그 둥근 부분이 스파웃(150)을 폐쇄시키기 위해 배럴(154)의 하단부와 통상적으로 밀봉 접촉

되는 상태로 유지된다. 플러그 튜브(137)가 스파웃(150) 내로 삽입될 때, 반구형 벌지(161)는 밀려 도 23에 도시되듯이 스

파웃을 개방시키기 위해 배럴(154)의 하단부로부터 멀리 이동된다. 체크 밸브(160)에는 벌지(161) 주위의 저면에 로션을

탱크(140) 내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구멍(162)가 형성된다. 반구형 벌지(161)에는 그 정점에 십자형 시트 돌출부(163)가

형성되는데, 십자형 시트 돌출부(163)는 플러그 튜브(137)의 하단부와의 사이에 플러그 튜브(137) 내로 로션을 통과시키

기 위한 갭을 남겨 두면서 소켓 구멍(151) 내로 삽입된 플러그 튜브(137)의 하단부를 지지하는 작용을 한다. 반구형 벌지

(161)의 둥근 부분과 플러그 튜브(137)의 하단부 사이에 남겨진 갭은 로션을 유연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0.2mm 내지

3mm의 범위에 있다. 밸브(160)는 바람직하게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니트릴-부타디엔 고무, 및 불소화 고무로 구성되

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탄성 고무로 제조된다. 이러한 재료는 로션이 탱크 내로부터 증발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로션 내에 바람직하게 포함된 알콜에 대해 보다 적은 삼투성을 보인다.

도 25 내지 도 27에 도시되듯이, 배럴(154)에는 하단 원주에, 의도하지 않은 개방을 유발하는 밸브(160)의 사고로서의 변

형을 방지하기 위해 돌출부의 형태의 한 쌍의 제한부(restrictor)가 형성된다. 제한부(156)는 탱크(140)의 두께 방향으로

정렬되어 직경 방향으로 대향된 부분에 제공되어, 도 27에 도시되듯이 외력이 측벽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밸브

(160)의 얇은 측벽(168)을 백업한다. 외력은 사용자가 얇은 구성의 탱크(140)를 잡고 있는 동안에 탱크(140)의 두께 방향

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한부(156)를 제외한 배럴의 하단부는 배럴(154)의 단부를 폐쇄 및 개방시키기 위해 밸브

(160)의 측벽(168)이 밸브에 충분한 탄성 변형을 주게 하기 위해 경사진다.

(제7 실시예)(도 28 내지 도 35)

도 28 내지 도 35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도포기(110A)가 제모 헤드(30A) 내에 합병되고 하우징(10A)으

로부터 헤드 프레임(60A)과 함께 착탈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1 실시예와 동일하다. 다른 구성 및 기능은 제1 실

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복 설명은 생략하고 유사한 부품은 첨자 "A"를 가진 유사한 도면부호가 부여된다. 도포기

(110A)는 긴-모발 절단기(50A)에 인접 위치되도록 헤드 프레임(60A) 상에 장착된다. 헤드 프레임(60A)은 탱크(140A)로

부터 연장되고 하우징(10A)에 부착된 로션 공급 모듈(100A)의 측부에 장착된 탱크 도관(170)과의 착탈 가능한 연결을 위

해 도포기(110A)로부터 일체로 연장되고 헤드 프레임(60A)으로부터 외부로 돌출되는 헤드 도관(64)을 지지한다. 다이어

프램 펌프(330)는 로션을 탱크(140A) 내로부터 유출시키기 위해서 탱크 도관(170)의 중간에 제공된다. 로션 공급 모듈

(100A)은 탱크 도관(170)에 추가하여 전방 덮개(101A)와 다이어프램 펌프(330)용 모터(340)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서, 로션 공급 기구는 펌프(330)와, 탱크 도관(170) 및 헤드 도관(64)에 의해 정의 되는 로션 공급 경로를 포함한다. 탱크

도관(170)은 탱크(140A)를 펌프(330)에 연결하는 펌프 입구 튜브(171), 펌프로부터 연장되는 펌프 출구 튜브(172), 및 헤

드 도관(64)과의 착탈 가능한 연결을 위해 펌프 출구 튜브(172)로부터 일체로 연장되는 커플링 튜브(173)로 구성된다. 커

플링 튜브(173)에는 헤드 도관(64)에 대한 연결부로부터 먼 하단부에, 도 22 내지 도 27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되었듯이

탱크(140)의 스파웃(150)에 사용된 체크 밸브(160)와 동일한 체크 밸브(180)가 제공된다. 즉, 체크 밸브(180)는 도 31에

도시되듯이 도포기(110A)에 로션을 공급하기 위해 헤드 도관(64)이 커플링 튜브(173) 내로 삽입될 때 로션 공급 경로를

개방하도록 된다. 그렇지 않으면, 커플링 튜브(173), 즉 탱크 도관(170)은 도 32에 도시되듯이 도포기(110A)가 헤드 프레

임(60A)과 함께 하우징(10A)으로부터 분리된 후에 로션이 탱크(140)로부터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된 상태로

유지된다.

도 33 및 도 34에 도시되듯이, 본 실시예의 도포기(110A)는 제1 실시예에 도시된 부유 베드(20)의 한 수정예로서 피부 가

이드(120A)를 포함한다. 피부 가이드(120A)는 탄성 재료로 제조되고, 그 상단부는 사용자의 피부와의 접촉을 위해 헤더

(111A)의 상부에 돌출되며, 그 저면은 헤더(111A)의 저면으로부터 이격되어, 그 상단부와 저면 사이에 탱크로부터 공급

된 로션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챔버(113A)를 형성한다. 피부 가이드(120A)는 헤더(111A)를 형성하는 한 쌍의 판(117)

사이에서 수직으로 이동 가능하고, 스프링(121A)에 의해 위로 가압된다. 로션 분배 갭은 헤더(111A)의 상단부에서 피부

가이드 내의 리세스(127)와 대응 멈춤부(129) 사이에 형성되고, 피부 가이드(120A)가 눌려질 때 로션을 분배하기 위해 개

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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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111A)는 로션이 공급될 헤드 도관(64)과의 연결을 위한 슬리브(115A)를 구비한다. 피부 가이드(120A)의 하단부로

부터 돌출되고 슬리브(115A) 내로 연장되는 스템(126A)에는 그 하단부에, 슬리브(115A)를 통상적으로 폐쇄하고 피부 가

이드(120A)가 눌려질 때 개방되는 멈춤부(128A)가 형성된다. 따라서, 로션은 피부 가이드(120A)가 사용자의 피부에 대

해 눌려질 때에만 분배된다.

도 35A 및 도 35B에 도시되듯이, 다이어프램 펌프(330)는 챔버의 부피를 변화시키기 위해 모터(340)에 의해 구동되는 다

이어프램(332)을 가진 펌프 챔버(331)를 구비하여, 로션을 챔버(331) 내의 입구 밸브(333)를 통해 꺼내고 로션을 출구 밸

브(334)를 통해 도포기로 방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캠 및 크랭크 조합(342)이 모터의 회전 운동을 다이어프램

(332)의 왕복 운동으로 변환하기 위해 제공된다. 조정기 손잡이(도시되지 않음)를 가진 콘트롤러가 모터(340)의 회전속도

를 제어하기 위해 제공되어, 사용자는 앞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도포기로부터의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콘트롤러와 모터는 로션의 분배양의 조절을 위한 조절 수단을 구성한다. 또한, 조정기는 도포기가 로션을 분배하지 못 하

게 하기 위해 펌프를 정지시키는 멈춤 위치를 갖는다.

(제8 실시예)(도 36 및 도 37)

도 36 및 도 37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탱크 도관(170)이 탱크를 탱크 도관에 착탈시키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일 단부가 피봇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 실시예와 유사하다. 다른 구성 및 동작은 제7 실

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복 설명은 생략하고 유사한 부품은 유사한 도면부호가 부여된다. 탱크 도관(170)의 일부인 펌

프 입구 튜브(171)에는 탱크(140A)의 스파웃(150A) 내로의 착탈 가능한 삽입을 위해 탱크 플러그(175)가 추가적으로 제

공된다. 탱크 플러그(175)는 그 일 단부가 펌프 입구 튜브(171)에 연결되고 또한 하우징(10A) 상의 브래킷(176)에 피봇

가능하게 지지되어, 탱크 플러그(175)는 하우징(10A)의 평면에 대해 각도를 가질 수 있다. 브래킷(176)은 도 36에 도시되

듯이 하우징(10A)의 평면에 대해 큰 각도로 돌출되도록 탱크 플러그(175)를 가압하기 위한 스프링(177)을 포함한다. 이러

한 점에서, 전방 덮개(101A)는 상부 덮개(105)와, 상부 덮개(105)에 착탈 가능한 하부 덮개(106)로 분할된다. 상부 덮개

(105)는 그 뒤에 펌프(330)와 탱크 도관(170)의 주요부를 숨기도록 하우징(10A)에 고정되고, 하부 덮개(106)는 그 뒤에

탱크(140A)를 숨기도록 하우징(10A)에 착탈 가능하다. 하부 덮개(106)가 탱크(140A)의 대치를 위해 하우징(10A)으로부

터 분리될 때, 탱크 플러그(175)는 하우징(10A)의 평면에 대해 큰 각도로 돌출하도록 튀어나온다. 따라서, 탱크는 도 36에

도시되듯이 탱크 플러그(175)에 쉽게 연결되고 또한 그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다. 탱크 플러그(175)는, 탱크(140)에 연

결된 후에, 도 37에 도시되듯이 하부 덮개(106)가 하우징(10A)과의 사이에 탱크를 유지하기 위해 하우징(10A)에 부착된

결과로서 스프링 편향에 대향하여 하우징(10A) 상에 접혀진다.

도 38은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다이어프램 펌프(430)를 도시한다. 펌프는 다이어프램(432) 내에 병합된 막 또는

디스크의 형태를 갖고 라인(436)을 통해 제어회로로부터 구동 전압을 받는 압전 작동기(439)에 의해 작동된다. 다이어프

램(432)은 펌프 케이스(435) 상에 위치되어 펌프와의 사이에 펌프 챔버(431)를 형성한다. 덮개(437)는 밀봉 링(438)을 사

용하여 덮개(437)와 펌프 케이스 사이의 다이어프램(432)의 원주를 유지하도록 펌프 케이스(435) 상에 고정된다. 로션을

탱크로부터 꺼내기 위한 입구 밸브(433)와 로션을 도포기로 향해 방출하기 위한 출구 밸브(434)를 포함하는 밸브 조립체

(450)가 펌프 케이스(435)의 저면에 부착된다. 도 39에 도시되듯이, 하우징(10A)은 그 측부에, 펌프로부터 배출되는 로션

의 유량 또는 로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변하는 주파수에서 전압을 인가하도록 제어회로를 작동시키는 손잡이(440)가 제

공된다. 따라서, 손잡이를 가진 제어회로는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수단을 형성하여, 사용자는 도포기로부터

의 로션의 분배양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손잡이(440)는 도포기가 로션을 분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펌프를 정지시키는

정지 위치를 갖는다.

(제9 실시예)(도 40 내지 도 41)

도 40 내지 도 41은 본 발명의 제9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도포기의 분리 시에 탱크 도관(170)으로부터 로션의 누수를 정지

시키기 위해 체크 밸브(180) 대신에 잠금 부재(250)가 도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7 실시예와 유사하다. 다른 구성 및 동작

은 제7 실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유사한 부품은 유사한 도면부호가 부여된다. 잠금 부재(250)는 장착판(20)에 피봇 가

능하게 지지되는데, 장착판은 하우징(10A)에 고정되고, 장착판을 통해 탱크 도관(170)의 상단부는 헤드 도관(64)과의 착

탈 가능한 연결을 위해 연장된다. 잠금 부재(250)에는 그 일 단부에, 제한도니 통로(178)를 폐쇄 및 개방시키기 위해 탱크

도관(170) 내로 연장되는 스톱 밸브(251)가 형성된다. 잠금 부재(250)의 다른 단부는 헤드 프레임(60A)으로부터 일체로

연장되는 림(limb)(66)과 결합 가능한 작동기(252)를 형성한다. 잠금 부재(250)는 스프링(254)에 의해 가압되어 스톱 밸

브(251)에 의해 통로(178)를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피봇한다. 헤드 프레임(60A)이 하우징(10A)에 부착되어 도포기를 하

우징(10A) 상에 장착시키는 동안에, 림(66)은 작동기(252)를 밀어 도 40에 도시되듯이 통로(178)를 개방시키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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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부재(250)를 피봇시켜, 로션이 도포기로 공급되게 한다. 한편, 하우징(10A)으로부터 헤드 프레임(60A)을 분리시킬

때, 잠금 부재(250)는 릴리스되고 스프링(254)에 의해 통로(178)를 폐쇄시키기 위해 스톱 밸브(251)를 이동시키도록 된

다. 따라서, 로션은 헤드 프레임(60A)이 도포기와 함께 분리될 때마다 탱크로부터 누수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제10 실시예)(도 42 및 도 43)

도 42 및 도 43은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잠금 부재(260)가 탱크 도관(170)의 일부를 형성하기 위해 가요성

재료로 제조된 펌프 출구 튜브(172)를 변형시키도록 작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9 실시예와 유사하다. 다른 구성 및 동작

은 제7 실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유사한 부품은 유사한 도면부호가 부여된다. 펌프 출구 튜브(172)는 그 상단부에, 도포

기로부터 연장되는 헤드 도관(64)에의 착탈 가능한 연결을 위해 장착판(20)에 고정되는 페룰(ferrule)(179)이 제공된다.

잠금 부재(260)는 탱크 도관(170)을 폐쇄시키는 폐쇄 위치와 탱크 도관을 개방시키는 개방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도

록 장착판(20)에 피봇 가능하게 지지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잠금 부재(260)에는 그 단부에, 펌프 출구 튜브(172)와

결합 가능한 후크(261)가 형성되고, 잠금 부재(260)는 스프링(264)에 의해 폐쇄 위치로 가압된다. 잠금 부재(260)의 다른

단부는 잠금 부재(260)를 헤드 프레임(60A)과 결합 가능한 작동기(262)를 형성한다. 헤드 프레임(60A)이 도포기와 함께

하우징에 부착되는 동안에, 림(66)은 작동기(252)를 밀어, 후크(261)가 도 42에 도시되듯이 로션 공급 경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도록 펌프 출구 튜브(172)로부터 분리되는 개방 위치로 잠금 부재(260)를 피봇시킨다. 한편, 헤드 프레임(60A)의

분리 시에, 작동기(262)는 릴리스되어, 후크(261)가 도 43에 도시되듯이 로션 공급 경로를 폐쇄시키도록 펌프 출구 튜브

(172)를 강하게 압착시키는 폐쇄 위치로 잠금 부재(260)가 복귀한다. 따라서, 탱크 도관으로부터 로션의 누수를 성공적으

로 방지하기 위해 하우징으로부터 헤드 프레임(60A)의 분리에 응답하여 탱크를 닫는 것이 동일하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헤드 도관(64)에는 페룰(179)과의 사이의 착탈 가능한 연결을 위해 페룰(179)의 상단부를 수용하는 소켓

(65)이 형성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소켓(65)은 하우징으로부터 헤드 프레임(60A)이 분리될 때 제모 헤드로부터 떨어

지는 잘려진 모발을 수집하지 않도록 소켓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위치된다.

또한, 잠금 부재(250 또는 260)의 사용에 의한 상기 로션 누수 방지 방법은 다이어프램 펌프(330)가 탱크 도관(170)을 통

해 탱크(140A)로부터 도포기(110A)로 가압된 로션을 공급하는 작용을 하는 제7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로션 누수 방지 방법은 가압기(70)가 가압된 로션을 도포기로 공급하는 작용을 하는 제1 실시예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

다.

(제1 실시예)(도 44)

도 44는 본 발명의 제11 실시예를 도시하는데, 스위치(270)가 하우징(10A)으로부터 헤드 프레임(60A)의 분리에 응답하

여 다이어프램 펌프(330)의 동작을 정지시키도록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1 실시예와 유사하다. 다른 구성 및 동작

은 제11 실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유사한 부품은 유사한 도면부호가 부여된다. 스위치(270)는 헤드 프레임(60A)과 결

합되어 하우징(10A) 상에 장착되고, 펌프(330)로 하여금 가압된 로션을 도포기에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우징에 부

착된 헤드 프레임에 의해 작동된다. 헤드 프레임(60A)의 제거 시에, 스위치(270)는 릴리스되어 펌프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로션이 탱크 도관(170)으로부터 배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도 28 내지 도 44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된 제모 장치는 한 가지 대표적인 제모 헤드로서의 면도기 헤드를 보일 뿐이

며, 도 28 내지 도 44를 참조하여 설명된 특징은 도 13에 도시된 제모 헤드를 포함하는 제모 장치에도 또한 적용 가능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제모 장치는 안락한 피부 관리 및 모발 처리를 위해 사용자가 의도한대로 적절한 로션을 주도록 로션의 분배양

을 제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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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우징에 장착되어, 제모를 위해 사용자의 피부에 대해 유지되기에 적합한 제모 헤드,

사용자의 피부 상에 로션을 분배하는 도포기(applicator),

상기 로션을 수용하는 탱크, 및

상기 로션을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공급하는 로션 공급 기구

를 포함하며,

상기 로션 공급 기구가 상기 도포기로부터 분배되는 상기 로션의 양을 조절하는 조절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로션 공급 기구가 상기 로션을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방출하는 동력 펌프를 포함하며,

상기 조절 수단이 상기 동력 펌프의 펌프 용량을 변화시키기 위한 손잡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션 공급수단은 상기 로션을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방출하는 다이어프램 펌프를 포함하고,

상기 다이어프램 펌프는, 압전 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로션을 공급하는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 변형되는

상기 압전 소자를 구비하고 있는 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있는 펌프 챔버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조절수단은 상기 도포기에 공급되는 상기 로션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다이어프램이 변형을 반복하는 주파수

를 변화시키는 손잡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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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포기는 상기 제모 장치의 부품을 형성하는 헤드 프레임에 병합되어 있고, 상기 헤드 프레임은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분리 가능하며,

상기 로션 공급 기구는 상기 도포기로부터 일체로 연장되어 있는 헤드 도관과, 상기 탱크로부터 연장되어 있는 탱크 도관

을 포함하고,

상기 탱크 도관은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상기 로션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헤드 도관에 착탈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헤드 도관은 상기 헤드 프레임과 함께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분리 가능하고,

상기 로션 공급수단은,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상기 헤드의 분리에 응답하여, 상기 탱크 도관으로부터의 상기 로션의 공급을

정지시키는 멈춤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멈춤수단은 상기 탱크 도관을 폐쇄시키기 위해 상기 탱크 도관의 일 단부에 설치된 체크 밸브의 형태이고, 상기 체크

밸브는 상기 헤드 도관이 상기 탱크 도관에 연결될 때 상기 헤드 도관에 의해 작동되어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멈춤수단은 상기 탱크 도관의 일 단부에 위치하고 상기 탱크 도관을 폐쇄시키는 잠금 위치로 편향되는 잠금 부재이

며, 상기 잠금 부재는 상기 헤드 프레임이 상기 하우징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상기 헤드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어 상

기 탱크 도관을 개방시키는 잠금해제 위치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로션 공급수단은 상기 탱크 도관과 상기 헤드 도관을 통해 상기 탱크로부터 상기 도포기로 상기 로션을 방출하는 동

력 펌프를 포함하며,

상기 멈춤수단은,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상기 헤드의 분리 시에, 상기 펌프의 동작을 정지시키기 위해 작동되는 스톱 스위

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 도관은 상기 제모 헤드의 외부에서 상기 탱크 도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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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헤드 도관은 상기 제모 헤드로부터 하방으로 연장되어 있고, 상기 헤드 도관에는 그 하단부에, 소켓과 상기 탱크 도관

의 상단부 사이를 상호연결시키기 위해 상기 탱크 도관의 상기 상단부를 내부에 수용하는 상기 소켓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탱크 도관에는 상기 탱크와의 착탈 가능한 연결을 위한 탱크 연결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탱크 연결부는 상기 하우

징으로부터 외부로 선택적으로 돌출되도록 상기 하우징의 상기 탱크 연결부에 인접한 평면에 대해 소정 각도 범위 내에서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하우징에 피봇 가능하게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도포기는 상기 로션의 분배를 정지시키도록 통상적으로 폐쇄되는 스톱 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스톱 밸브는 상기 도포

기가 상기 로션을 분배하기 위해 사용자의 피부에 대해 눌려졌을 때에만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탱크는 상기 도포기에 연결되는 로션 공급 경로에 착탈 가능하게 커플링된 스파웃(spout)을 구비하고,

상기 스파웃에는 통상적으로 폐쇄된 탄성 밸브가 제공되며, 상기 탄성 밸브는 상기 스파웃이 상기 로션 공급 경로에 커플

링될 때 상기 로션을 상기 로션 공급 경로로 배출하기 위해 개방되도록 탄성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

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밸브는 두꺼운 부재와, 상기 두꺼운 부재를 둘러싸며 상기 밸브에 탄성을 주는 얇은 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얇은

부재는 상기 스파웃에 지지되며, 상기 얇은 부재에는 상기 로션을 통과시키는 구멍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스파웃은 상기 로션 공급 경로를 형성하는 튜브를 내부로 착탈 가능하게 수용하기 위해 원형 단면의 소켓 구멍을 포

함하고,

상기 두꺼운 부재는 반구형상으로(semi-spherical shape) 형성되고, 상기 두꺼운 부재의 둥근 부분은 상기 소켓 구멍 내

에 상기 튜브가 없을 때 상기 소켓 구멍을 폐쇄시키도록 상기 소켓 구멍의 단부에 대해 눌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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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탱크는 폭에 비해 감소된 두께를 가진 평평한 가요성 백(bag)으로 형성되고,

상기 스파웃은 상기 탄성 밸브에의 연결부에 인접한 제한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한수단은 상기 백의 두꺼운 방향으로 인

가된 외력이 상기 두꺼운 부재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상기 두꺼운 부재의 변형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

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수단은 상기 얇은 부재와의 밀접한 접촉 상태로 유지되는 한 쌍의 돌출부를 포함하고, 상기 돌출부는 상기 백의

두께 방향과 정렬된 상태로 상기 소켓 구멍의 단부 주위에 직경방향으로 대향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두꺼운 부재는 상기 소켓 구멍 내로 삽입된 상기 튜브의 단부를 수용하기 위해 상기 반구형상의 상기 둥근 부분의 상

부에 시트 돌출부를 가지며, 상기 시트 돌출부는 상기 튜브가 상기 두꺼운 부재를 밀도록 상기 소켓 구멍 내로 삽입될 때

상기 로션이 상기 튜브의 단부를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둥근 부분과 상기 튜브의 단부 사이에 0.2mm 내지 3mm의 갭

을 갖느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밸브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니트릴-부타디엔 고무, 및 불소화 고무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고무 재료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모 장치.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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